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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지융합과 집중력 사이에 작용하는 매개변인을 찾아봄으로써 학습상황에서 적응적인 집중능력
에 요구되는 요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융합과 집중력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과 사고조절의 매개효
과에 초점을 두고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경기 S소재 2개 고등학교의 남녀 고등학생을 3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변수인, 인지융합, 자기조절력, 집중력, 학습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
다.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경로모형은 전반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보였다. 설정된 9개의 경로 중 8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지된 8개의 경로는 인지융합에서는 
집중력과 사고조절, 사고조절에서는 정서조절과 집중력 그리고 학습태도, 정서조절에서는 집중력과 학습태도, 집중력
에서는 학습태도였다. 지지되지 못한 경로는 인지융합에서 정서조절이었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인지융합이 집중력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고조절을 통해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조절이 정서를 조절함으로써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수용전념치료, 인지융합, 자기조절력, 집중력, 학습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mediative effects of two factors, emotion control and thinking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 fusion and attention. Participants (308 high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which contains items to measure some psychological properties such as 
emotion control (EC), thinking control (TC), avoidance avoid fusion (CF), conceration(Co) and learning 
attitude(L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8 of modified 9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F to Co and TC, TC to EC, Co, and LA, EC to Co and LA, and Co to LA. Limitations and suggestions 
were mentioned in the discussion.

Key Words : cognitive fusion,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emotion control, concentration, learn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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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집 력 조 에 실패한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학습태

도에 부정  향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 하로 이

어질 수 있다. 학습태도란 학습자가 학습에 한 마음의 

성향이나 혹은 비상태로 심리  상황이 향을 미친다

[1]. 학습에 한 태도는 동기와 흥미를 포함한 학습상황

에 한 정  심리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1]. 집

력은 유기체가 불필요한 자극을 제외시키고 특정 자극

에 계속해서 정신을 기울이는 능력으로[2], 학습자의 집

능력은 교과목이나 수업방법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며 학습장면에서는 학

습자 스스로 더욱 의도 이고 계획 인 자기조  과정을 

통한 집 이 필요하다[3]. 학습자의 집 력과 학습태도 

사이에는 정서나 사고변인들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서 시시때때

로 찾아오는 흥미나 동기 상실, 좌 , 우울, 지루함, 실망

감 등의 다양한 부정  정서나 생각  행동욕구들을 통

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집 력을 일

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정  정서를 최 화하고 불편한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

제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감소시키려는 

방식으로 의식  는 무의식 인 처를 시도한다[3]. 

그러나 장기 으로 볼 때 이런 회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 개인의 인지  단은 때

때로 흥미. 즐거움. 효능감과 같은 정 인 심리  변인

들을 생산하여 학습상황에서 자기통제감과 집 능력에 

기여하기도 한다. 반 로 열등감. 스트 스, 우울, 불안. 

지루함. 무력감과 같은 부정 인 심리  변인들은  재 

불편한 과제상황을 더 극 으로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4,5]. 개인이 외  사건이나 상황에 해 단이 일

어나면, 그 생각이 옳다는 신념을 갖게 되며, 그 신념으로 

인해 부정 정서가 발하게 되고, 이어서 그 불편한 감

정을 해소하려는 충동행동이 일어난다[6]. 이와 같이 사

고, 정서, 행동의 연결은 학습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향을 받는 집 력과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단 인 생각을 실제 사실

이라고 믿게 되면 그에 따른 정서 발과 행동충동이 이

어질 수 있다. 학습자는 재의 불편한 경험을 회피하기 

해 상황이 부당하다고 단하고 그 단을 실제라고 

믿으면, 회피 는 통제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반 로 부

정  학습상황에 놓여있는 학습자라 하더라도 학습상황

에서 올라오는 빈번한 부정  생각들을 실제라고 믿지 

않는다면 불편한 감정이 뒤따르는 것을 일 수 있고, 회

피나 통제를 시도하려는 충동행동을 일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인지  융합이란 생각과 사 인 경험이 융합되어 생

각과 경험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나는 이 과제를 잘

할 수 없어”라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탈융합은 학습자가 생각으로 그 게 이름을 붙인 것과 

실제 사실을 구분하는 상태로서 학습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편한 생각, 정서, 행동욕구들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될 것이다[6]. 즉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며, 정서

나 행동욕구도 그냥 기분이나 욕구일 뿐 사실은 아니라

는 에서 생각. 정서, 행동욕구에 이름을 붙이는 언어기

능을 립화하여 객 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돕는다.

Heyes 등[6]은 언어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괴하여 

실재 사실에 하는 것이라고 탈융합을 정의하면서, 

탈문자화(deliteralization)라고도 하 다. 융합은 학습거

부 사고나 학습에 한 불편한 정서 상태에 놓인 학습자

에게 사고와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떠오르는 

사고 로 정서와 행동을 뒤따르게 할 수 있다. 즉 “하기 

싫은 일은 피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믿으면서 결과 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탈융합은 이런 생각과 실재 사실을 구분하게 함으

로써 부정  생각. 정서. 행동욕구를 언어로 이름붙인 

로 회피  행동으로 반응하기 보다 더 기능 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Heyes와 Wilson[7]에 의하면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

은 생각의 내용보다 생각이 흘러가는 과정에 을 맞

추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통제하기 한 시도를 하지 

않고 객 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리두기(distancing)라

고도 하는데, 그들은 거리두기에 해 생각을 단지 하나

의 생각으로만 보고 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설

명하 다. 생각을 사소하게 여기는 태도로 인해 생각의 

결과에 한 확신도가 떨어지면, 결국 정서  불편감을 

유발하는 생각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불편한 정서에 

한 거부는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정서가 

약화되면 분노도 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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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model

탈융합되는 과정에서 생각과 거리두기, 사건에 한 정

서  불편감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며, 반면에 통제행동

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탈융합 과정을 통해 개인 내

인 경험들을 조 함으로써 필요한 활동에 집 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Hayes등[6]은 재 경

험되는 유쾌하지 못한 기분, 생각, 감각, 는 기타 경험

을 피하거나 이기 해, 그 상황을 피하는 행동을 경험

회피라고 하 고, 이것이 자신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는 

목표를 향해 집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는 재 불편

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과 련이 있을 때

로 보고 있다. 즉, 개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

하기 해서는 불유쾌한 생각과 정서의 수 을 감소시

키기 한 회피행동 신에 행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험회피는 개인이 특

정한 기분과 생각과 기억 등의 사  경험들을 기꺼이 

하지 않고, 이러한 내  사건들의 형태, 빈도, 상황 등

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에서 벗어나려 할 때 유쾌하지 않

은 활동에는 집 할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 집 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험회피는 자신의 내 인 

경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여 필요할 활

동에 집 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 내의 정신과정들과 거리를 두

는 인지  탈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습상황에서 집

력 증가가 가능하다고 상하 다. 탈융합의 목 은 학

습상황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불편한 경험을 없애려하기 

보다는 생각이나 정서  기억 등이 만들어낸 경험에서 

벗어나 실에 하고 지 -여기에서 경험되는 느낌

을 보다 잘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 내부에서 일어

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과 정

서를 탈융합하는 요한 과정이다[8].

만일 학습자들이 학습상황에서 경험되는 불편한 정서. 

인지. 행동욕구들을 통제하기 한 처방식으로서, 이러

한 불편한 경험을 회피하는데 많은 에 지를 쏟는 신, 

정서는 정서일 뿐, 생각은 생각일 뿐으로 거리를 두기를 

한다면 정서나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회피행동은 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학습상황에서 불편한 정서나 

사고가 있는 동안에도 여 히 이들을 조 함으로써 집

력과 정  학습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Hayes등[6]이 수용- 념 치료모델에서 제

시한 인지융합이 정서조 과 인지조 에 향을 미친다

는 이론을 기반으로 이론  변인을 선정하고, 경험  자

료로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인지융합이 주의에 향을 미치고, 사고조 과 

정서조 이 그 과정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2 사고조 이 정서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인지융합, 사고조 , 정서조 , 그리고 집 력은 

학습태도에 직  는 간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1.3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인지융합과 집 력 간에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인지융합과 집 력과의 계에

서 정서조 과 사고조 의 매개효과에 을 두고 구조

모형을 분석하 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2. 연구 방법

2.1 참가자

경기도 지역 S소재 고등학교 2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을 상으로 하 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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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ean Deviation Skewness Kurtosis

Avoid-Fusion 2.16 0.716 0.968  1.695

Emotional Control 2.81 1.000 0.143 -0.692

Thinking Control 2.70 0.743 0.338  0.209

Concentration 2.58 0.979 0.560 -0.062

learning attitude 2.47 1.048 0.527 -0.487

<Table 1> The Contents of Variance, Mean, Deviation, Skewness, Kurtosis                   (N=308)

478명이 설문에 응답하 고, 그 에서 한 문항이라도 빠

진 문항이 있는 학생의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314명

의 설문만 분석 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체 상자 

314명  남자는 166(54%) 여자는 148(46%) 이었다.  평

균 연령은 16.7세 다.

2.2 측정도구

청소년용 회피융합 검사(AFQ-Y)[8]

AFQ-Y는 AAQ를 기반으로 Greco, L. A., Lambert, 

W., & Baer, R. A[9]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검사다. 17

개의 자기보고서 측정방식으로 심각한 수 의 경험  회

피와 인지  융합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항목은 5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높은 수일수록 회피

와 융합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융합척

도 8개 문항만 사용하 고, 문항내  합치도 계수

(Cronbach)는 .72 다.

자기조절력.

김선희[10]이 사용한 학습상황에서의 자기조 력 검

사를 사용 하 다. 총 30 문항으로 사고조  10문항, 정서

조  10 문항, 행동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조 척도와 정서 조  척도만 사용하

다. 김선희 연구에 서는 6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

지 만 본 연구에서는 5  리커트로 사용하 다. 본 연구

에서 문항내  합치도계수 (Cronbach)는 사고조 , 82, 

정서조  .76이었다.

수업집중력검사.

수업집 력 검사는 송지환[11]이 개발한 검사를 사용

하 다. 하 척도는 10개 문항의 기억력. 10개 문항의 감

성. 10개 문항의 집 력을 측정하도록 3개 역으로 구분

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

력 10문항만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내  합치도 

계수(Cronbach)는 .84 다.

학습태도검사.

학습태도 검사는 권낙원[12]에서 제작한 검사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3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

과에 한 자아개념’, ‘교과에 한 자아개념’, ‘학습 습

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리커트로 평

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습 과 

태도’ 척도 10문항만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문항내  

합치도 계수(Cronbach)는 .81 다.

2.3 분석방법

인지융합, 집 력이 자율  학습태도 간의 상 을 알

아보기 해 SPSS 20.0을 사용해 실시하 다. 한 매개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로그램인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모형의 합도는 모

형의 성을 펴가하는 기 으로 공변량 구조모형에서 

여러 가지 기 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

결성을 반 하고 표본크기는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

이 비교  명확하게 세시되는 합도인지를 고려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 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기 으로 사용하 다. 일반 으로 CFI오 TLI는 .90이상

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하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합도 .10미만이면 보

통 합도 .10이상이면 좋지 않은 합도라고 본다[14].

2.4 요인산정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정산분포조건(편포도<2, 첨도<7)을 고

려했을 때[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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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an SD Avoid-Fusion Concentration
Control

learning attitude
Emotion Thinking

Avoid-Fusion 2.16 .716 1

Concentration 2.58 .979 -.219** 1

Control
Emotion 2.81 1.00 0.532 .700** 1

Thinking 2.36 0.95 -.150** .631** .702** 1

learning attitude 2.47 1.04 -.148** .840** .764** .803** 1

주: * p<.05, ** p<.01. 

<Table 2> Correlation matrix

Emotion     

control

Study

attitude

Avoid

Fusion

Concentra

tion

Tininking    

 control

[Fig. 2] The result of Path analysis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상 계분석은 탐색  요인분석 후 연구모형을 이루

는 각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를 통해 별타당도를 

입증하기 해 실시하여 α=0.01에서 <Table 2>와 같이 

확인하 다. 상 계 분석결과, 인지융합과 집 력(-0.219), 

사고조 력(-0.123), 학습태도(-0.148)와는 부(-)  상

을 보 으며, 정서조 력과는 상 이 없었다. 집 력과 

정서조 (0.700), 사고조 (0.631), 학습태도(0.840)와는 

높은 상 을 보 으며, 정서조 과 학습태도(0.764), 사고

조 (0.803)과도 높은 상 을 보 다.

3.2 구조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인 인지융합, 집 력이 자율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조 력의 하 척도인 

정서조 력, 사고조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

음 그림4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먼 , 

합도를 검증한 결과 CMIN/DF=2.309(<3)로 높게 나왔으

며, NFI=0,860  (≥0.9), TLI=0.90 (≥0.9), CFI=0.914(≥0.9)로 

NFI를 제외하고, 변인들의 요인계수가 유의미하 다. 매

개효과 검증에 앞서 변수 간 직 향력에 미치는 가설

을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가설1을 보면 인지융

합이 정서조 력에는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는(경로계

수=-.079, P< .355)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융합이 사고조

력(경로계수=-.244, p<.01)과 집 력(경로계수=-.357, 

p<.001)에는 부 향을 미쳐 가설2, 가설3은 채택되었

다. 그리고 사고조 력이 정서조 력(경로계수=.726, p<.001)

에 정 향을 미치고, 정서조 력(경로계수=.535, P<.0 01)

과 사고조 력(경로계수=.755, p<.001)이 집 력에 정

향을 미쳐 가설4, 가설5, 가설6은 채택되었다. 한 정

서조 력(경로계수=.165,p<.01),사고조 력(경로계수=.707, 

p<.00 1), 집 력(경로계수=.485, p<.001)이 학습태도에 정

 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7, 가설8, 가설9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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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Total Direct Indirect Shape 

Avoid-Fusion → Emotion Control -0.067 0.054 -0.121 ◯

Avoid-Fusion → Concentration -0.293 -0.176 -0.117 △

Thinking Control → Concentration 0.842 0.556 0.286 △

Thinking Control → learning attitude 0.892 0.457 0.435 △

Emotion Control → learning attitude 0.269 0.105 0.165 △

Parameter part(△) Full parameter(○) Non-parameter(×)

<Table 4> The result Mediating effect

Path Estimate S.E. C.R. P Label

Avoid-Fusion → Emotion Control .079 .085 .926 .355 H1

Avoid-Fusion → Thinking Control -.244 .112 -2.167 ** H2

Avoid-Fusion → Concentration -.357 .092 -3.887 *** H3

Thinking Control → Emotion Control .726 .103 7.046 *** H4

Emotion Control → Concentration .535 .098 5.460 *** H5

Thinking Control → Concentration .755 .108 6.984 *** H6

Emotion Control → learning attitude .165 .090 1.835 ** H7

Thinking Control → learning attitude .707 .135 5.234 *** H8

Concentration → learning attitude .485 .103 4.724 *** H9

주: * p<.05, ** p<.01. ***p<.001. 

<Table 3> The result of Path analysis                                                           (N=314)

표3의 결과에 의해 5개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융합이 정서조 에 직 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서조 력에 이르는 간 경로(인지

융합-사고조 력-정서조 력)에서 간 효과(-.121)가 

있어 사고조 력이 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지융합이 집 력에 직  향을 미치면서 

집 력에 이르는 3개의 간 경로(인지융합-정서조 -집

력, 인지융합-사고조 -집 력, 인지융합-사고조 -

정서조 -집 력)에서 간 효과(-.117)가 있어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셋째, 사고조 력이 집 력에 직  향을 

미치고, 집 력에 이르는 간 경로(사고조 -정서조 -

집 력)에서 간 효과가 있어 가설12도 채택되었다. 넷

째, 사고조 력은 학습태도에 직  향을 미치고, 학습

태도에 이르는 2개의 간 경로(사고조 력-정서조 력-

학습태도, 사고조 력-정서조 력-집 력-학습태도)에

서 간 효과(.435)가 있어 가설13은 채택되었다. 다섯째, 

정서조 력은 학습태도에 직  향을 미치고, 학습태도

에 이르는 간 경로(정서조 력-집 력-학습태도)에서 

간 효과(.165)가 있어 가설14는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인지융합과 집 력 사이에서 작용하는 매

개변인과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매개변인으로는 

정서조 과 사고조 을 선택하 다. 그 결과 인지융합은 

사고조 력, 집 력에 직 인 향을 미쳤다. 사고조

력은 정서조 력과 집 력, 학습태도에 직 인 향을 

미쳤다. 한 정서조 력은 집 력과 학습태도에, 집 력

이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유기체의 내 인 정신과정인 사고와 정서는 

학습과정에서 한 통제를 하지 않을 때 집 력과 학

습태도에 직 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생각을 생각으로 기분을 기분으로 객  거리를 두

는 탈융합 연습이 집 력과 학습태도에 정  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사고조 력은 인지융합이 정서

조 을 매개 하 고, 사고조 력과 정서조 력은 인지융

합이 집 력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역할을 하 다. 

한 정서조 력은 사고조 력이 집 력에 미치는 향에

서 매개역할을 하 고, 정서조 력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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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 집 력이 매개역할을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집 력과 학습태도 사이에 정서와 사고가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1.2].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내용이 학습태도와 같은 행동  문제와 

정서  문제를 래한다는 Beck[15]의 인지치료 이론과 

일치한다.

사고조 력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집 력은 

매개역할을 하 다. 인지융합과 집 력사이에서 사고조

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 지만 정서조 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인지융합이 정서조 에는 직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고조 이 정서조 에 향을 주

어 집 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서조 은 사고의 

조 이 선행된 후에 따라오는 2차  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고조 이 향을 미치는 순서는 정서조 > 집

력> 학습태도에 미치는 순이었다. 이는 사고가 조 되면 

정서도 조 될 수 있고, 집 력과 학습태도라는 태도에

도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지융합이 정서와 사고  태도행 에 미

치는 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부정

인 내  경험들은 실재가 아니라 내  경험일 뿐으로 

객  거리를 둘 수 있는 탈융합 연습이 집 력과 학습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융합의 인지

와 탈융합 연습은 나아가 학습상황에서 자주 할 수 있

는 지루함, 실증, 짜증 등과 같은 부정  생각이나 정서가 

시키는 로 행동하기 보다는 더욱 기능 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집 할 수 있도록 도울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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